2베이 외장 하드웨어 RAID 스토리지(3.5”/2.5” SATA 디스크)

SOHORAID SR2-BA31
SOHORAID SR2-BA31는 고화질 비디오 및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고성능, 저비용
RAID 스토리지입니다. 전면 패널에 있는 사용하기 쉬운 터치 버튼을 통해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Macbook Pro와 같은 USB Type-C 지원하는 노트북에서 직접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MacOS & Windows용 외장 하드웨어 RAID 스토리지
2. USB Type-C 또는 USB Type-A 호스트 인터페이스 지원
3. 3.5”/2.5” SATA3 HDD/SSD 디스크 2개 장착 가능
4. 핫스왑 가능한 디스크 트레이
5. 사용하기 쉬운 터치 버튼 디자인
6. 플러그 앤 플레이, 드라이버 불필요
7. 디바이스 상태 표시용 LCD 모니터
8. 고효율 냉각팬 & 알루미늄 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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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OM은 raidon Technology inc.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터치 버튼과 디스플레이

USB Type-C & Type-A 호스트와 호환

SR2는 사용하기 쉬운 터치 버튼 디자인으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이 버튼으로 SR2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SR2는 선명하게 판독 가능한 LCD 디스플레이와 작동
중 장치 모니터링을 위한 LED 표시기를 갖추고 있어
항상 스토리지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오디오 알람이 울립니다.

SR2는 하나의 USB Type-C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
되지만 모든 PC/Mac에 USB Type-C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STARDOM은 모델에 따라
USB Type-C-C 케이블과 USB Type-C-A 케이블,
두 종류의 USB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어떤 SR2 제품을
구입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나 다른 케이블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SR2-BA31 : USB Type-C to Type-C 케이블 1개 &
USB Type-C to Type-A 케이블 1개 포함

디스크 S.M.A.R.T. 유틸리티 정보
STARDOM은 장치 모니터링을 위한 Windows 기반
유틸리티를 제공하며, STARDOM 웹사이트 에서 다운
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틸리티를 열면 SR2에 사용
되는 2개의 디스크의 S.M.A.R.T. 정보도 표시됩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통해 SR2에 저장된 데이 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실제로 디스크가 손상되기 전에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핫스왑 가능한 디스크 트레이, 2.5"/3.5"
디스크 지원
사용하기 쉬운 디스크 트레이를 갖춘 SR2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2.5”/3.5” 디스크(HDD/SSD 모두)를
지원합니다. RAID 1 모드에서는 디스크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SR2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장애가 발생한 디스크를 핫스왑하여 새 디스크를 다시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SR2를 보다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 디스크 트레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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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CM 디스플레이
B. 전원 터치 스위치
C. UP 버튼
D. DOWN 버튼
E. ESC 버튼
F. ENTER 버튼

M

L

H

N

K

O

G. 알람 표시기
H. 음소거 버튼
I. HDD 인클로저 핸들
J. HDD 액세스 표시등
K. HDD 인클로저 핀 해제

P

L. 전원 소켓
M. 주전원 스위치
N. 팬
O. USB 3.1 Type-C 포트
P. 도난 방지 잠금

제품 스펙
인터페이스

1 x USB 3.2 Gen2 Type-C(최대 6Gbps의 성능)

호환 드라이브

2 x 2.5"/3.5" SATA III(6Gbps) HDD/SSD

인증

CE/FCC

저장 모드

RAID 0 / RAID 1

운영체제 지원

Windows 7 이상, OS X 10.10 이상

전기 및 작동 요구 사항

• 라인 전압: 100-240V AC
• 주파수: 50Hz ~ 60Hz, 단상
• 최대 연속 전력: 150W
• 작동 온도: 32° ~ 104°F(0° ~ 40°C)
• 보관 온도: -4° ~ 116°F(-20° ~ 47°C)
• 상대 습도: 5% ~ 95% 비응축

사이즈

높이 : 102 mm

제품 코드

SR2-BA31
SR2-BA31-B

판지

판지 당 8pcs

패키지 구성품

• SR2 제품 x1(탈부착식 드라이브 트레이 x1)
• USB 3.2 Gen2 Type-C-Type-C 케이블 x1(SR2-BA31/SR2-B31용)
• USB 3.2 Gen2 Type-C-Type-A 케이블 x1(SR2-BA31/SR2-B31A용)
• AC 전원 케이블 x1
• 빠른 설치 가이드 x1
• 나사 및 이젝터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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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 122 mm

깊이 : 205 mm

EAN：4713227440974
EAN：4713227441049

https://www.stardom.com.tw

UPC：884826505532
UPC：884826505600

STARDOM은 raidon Technology inc.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